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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pending on the experience and intuition of the landscape designer, the external space partitioned by the main 
arrangement and the emergency vehicle may become an organic form of space or a formal form of space that conforms 
to the architectural order. The suitable planting pattern may be different between the organic and the formal design 
of the space, but most of the apartment houses are in a quality competition through the mixing of trees and dense 
shrubs.

The formal type planting technique of the green space in the apartment house can create a landscape in a simple 
and orderly form in the landscape, create a sense of greatness and depth in the pedestrian path and the landscape space, 
and functionally maximize the promenade and the main landscape space. It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continuously 
create a large area of shade.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formal type planting, first, trees of high quality 
and wide crown width should be used, and the skyline should maintain the same tree height. Second, the improvement 
of thermal comfort is relatively low, and it is judged that it is possible to produce a landscape that is in contrast to 
the formal planting by increasing the density of trees and shrubs through irregular planting in the surrounding green 
areas where the formal planting is difficult due to various interference. Third, the lower part of the formal planting 
needs simple arrangement by using flat greenery composition and evergreen shrubs and ground grass and roll grass, 
and common sense of large trees must be minimized to create flat greenery. Fourth, in order to provide a continuous 
shade to pedestrians and produce a rich tree landscape when viewed from a generation, the exact crown width of trees 
that are planted after planting must be considered from the design stage.

This study improves the scenery through a formal exterior design that reflects the order by the main arrangement 
and the circulation and a formal planting design that conforms to this, and solves the functional demand of improving

Corresponding author: Park, Sang Wook, Deputy General Manager,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Seoul, South Korea, Phone: +82-2-471-1370, E-mail: psw04@hdec.co.kr



박상욱 : 공동주택 외부 조경공간의 경관 개선을 위한 정형 식재설계

�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6권 제2호(2020년 8월)� � 115

Ⅰ. 서론

공동주택 외부 조경공간은 건물배치 및 비상차량동선에 의

해단지마다다른조경디자인을하게된다. 건물이 고층화되면

서건물간거리비율은줄어들지만일조권확보를위해동간거

리는멀어져건물과건물사이에넓은녹지의확보가가능해졌

다. 건물형태에서 판상형은 일자형 배치가 필요할 때 많이 사

용되었고, 타워형은 공간의확보가용이하고유동성있는배치

가 가능하여 동선과 향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공동주택 건

물의형태가변하고, 주차장의지하화로공동주택조경공간이

점차 확대되는 변화를 가져왔다(신경준, 2010). 최근 공동주택

의 주동 배치는 경제성을고려한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해 L

자형(판상형+탑상형) 주동형태의 반복적 배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배치로인해외부공간은기본적으로정형적인형

태의공간을구성하게되며, 공간이용의효율성을고려하여정

형적인 형태의 공간을 따라 선형의 비상차량동선 계획이 이루

어지게 된다. 주동배치와 비상차량동선에 의해 구획되어진 외

부공간은 조경 디자이너의 경험과 직관에 따라 유기적인 형태

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주동배치 선형을 반영한 정형적인 형

태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유기적인 형태와 정형적인 형태의

공간 디자인에 적합한 식재기법이 다를 수 있으나, 최근 대부

분의 공동주택의 식재기법은 자연풍경식 식재의 임의식재가

주를이루고 있으며, 다양한 교목 및 관목의 혼식이 주를 이루

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설사의 브랜드 가치 상승 및 고객

만족을 위해 경쟁적으로 대형목과 특화된 수목소재를 과투입

the thermal environment of the external space by creating a continuous shade. It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research 
in that it focuses on.

Key Words: Row Planting, Thermal Comfort, Envi-Met

국문초록

주동배치와 비상차량동선에 의해 구획되어진 외부공간은 조경 디자이너의 경험과 직관에 따라 유기적인 형태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주동배치 및 비상차량동선의 선형을 반영한 정형적인 형태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유기적인 형태와
정형적인 형태의 공간 디자인에 적합한 식재패턴은 다를 수 있으나, 최근 대부분의 공동주택의 식재기법은 자연풍경식
식재의 임의식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교목 및 관목의 밀도를 높여 품질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주택 녹지공간의 정형식재는 경관적으로 단순하면서도 정돈된 형태의 식재경관의 연출이 가능하며, 보행로와

조경공간에 위요감 및 깊이감을 만들 수 있으며, 기능적으로는 보행로와 주요 조경공간에 연속적인 그늘을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형식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수고가 일정하고 수관폭이 넓은 우수한 품질의 수목을
활용하여야하며, 열식구간의스카이라인은동일한 높이를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정형식재하부는편평한 녹지면조성과
상록관목 및 지피초화류와 롤잔디를 활용하여 단순한 정리가 필요하며, 편평한 녹지면 조성을 위해 대형목의 상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특히 뿌리분이 크고 경사분이 많은 소나무와 대형목은 주동 주변이나 단지 외곽의 자연지반에
식재하여야 한다. 셋째, 보행자에게 연속적인 그늘을 제공하고, 풍성한 수목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전지 작업후에
식재되는 수목의 정확한 수관폭을 설계단계 때부터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지하매설물과 지상에 설치되는 시설로 인해
간섭사항이 비교적많은 주동 주변녹지는 비정형식재를 통해 교목 및 관목의 밀도를 높여줌으로써 정형식재와 대비되는
경관연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주동배치와 비상차량동선의 선형을 반영한 정형적인 외부공간 디자인에 적합한 정형적인 식재설계를

통한 식재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구 대상지를 선정하여 정형식재 설계 및 시공을 진행하였다.  
공동주택 외부 조경공간을 정형식재의 기본적인 식재양식인 단식, 열식, 교호식재, 군식을 통해 경관을 연출하고, 분석단
계에서 열환경분석을 통해 보행자의 열쾌적성 개선을 위한식재수종 및 식재위치를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주제어: 열식, 열쾌적성, 엔비-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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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고, 자연풍경식 경관 위주의 다층식재를 조성함으로써

조경공사비에 따른 수목의 밀도차이 외에는 유사한 식재경관

이 나타나고 있다. 주동배치와 비상차량동선의 정형적인 공간

의형태를반영한조경공간디자인이설계및시공단계에서나

타나고는 있으나, 설계단계에서는 성의 없는 설계로 간주되어

변경되기도하며, 시공단계에서는열식및군식에필수적인수

형이양호한수목을대량수급해야하는부담감과공사관계자

의 개인적인 선호도에 의하여 많은 부분이 시공과정에서 설계

변경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형적인 외부공간에적용되는정형식재기법은경관적으로

는단순하면서도정돈된형태의조경공간조성이가능하며, 보

행로와 조경공간에 위요감 및 깊이감을 만들 수 있으며, 보행

자와 공간 이용자에게 연속적으로 그늘을 제공하여 열쾌적성

을 개선할 수 있는 기능적인 장점이 있다(박상욱, 2020). 주동

배치와 비상차량동선에 의한 정형적인 공간의 형태를 반영한

조경공간디자인과, 이에 부합하는정형적인식재디자인을통

해경관성을개선하고, 분석단계에서열환경분석을통해보행

자의 열쾌적성 개선을 위한 식재수종 및 식재위치를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Ⅱ. 이론적 고찰

1. 공동주택 외부 조경공간 식재설계

공동주택 외부 조경공간의 식재설계에 대한 연구로 이경재

등(2004)은 공동주택 단지내 녹지를 대상으로 식재개념, 식재

밀도, 식재유형및 패턴등배식특성을조사․분석하여개선방

안을제시하고자하였으며, 녹지를 전면녹지, 측면녹지, 후면녹

지로구분하고, 전면녹지는시각적차폐와미적인기능, 후면녹

지는 녹지량 증진 및 생태적 개념, 측면녹지는 녹지량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박상욱(2020)은 입주

민이 이용하는 보행로와 조경공간에 최대한 넓은 면적의 그늘

을조성하기위해서태양의위치및고도를고려하여보행동선

및 주요공간 주변에 낙엽교목을 열식의 형태로 식재하여 조경

공사 전․후의 온도저감 효과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검증하였

다(그림 1).

공동주택 외부 조경공간 식재설계에 대한 연구는 경관적인

측면에서는 주동 주변의 녹지에 다층식재 등 생태적인 식재설

계위주로진행되고있으며, 기능적인 측면에서는보행로와조

경공간 주변에 수목 열식을 통하여 그늘을 조성함으로써 보행

자가 느끼는 열쾌적성을 개선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 정형식재 기법을 활용한 식재설계 사례

공동주택 외부 조경공간 중에서 연구 대상지의 주동배치 형

태와 중정의 공간형태가 유사하고 정형식재 기법을 사용한 공

동주택을 대상으로 식재수종, 식재밀도, 식재유형 및 패턴 등

식재기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표 1). 조사기간은 2019년 9월

1일∼2019년 9월 30일까지실시하였다. 입주민의 보행및이용

성이 높은 휴게공간,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영유아놀이

터, 비상차량동선, 보행로, 수경시설 주변 녹지의 교목 식재기

법은 경계석에 면하여 단일 수목을 수관폭이 중첩되도록 열식

함으로써최대한넓은면적의그늘을조성하고있었다. 녹지면

은편평하게정리후에단일수종의관목및지피초화류가식재

되었다.

휴게공간은 주변녹지에 대왕참나무와 배롱나무가 군식되었

으며, 수관폭이큰느티나무를휴게공간주변에단식하기도하

였다. 교목하부는회양목이식재되었고, 공간의위요가필요한

구간에는사철나무생울타리가식재되었다. 산책로는지하고가

높은 느티나무가 5m 간격으로 열식되어 수목에 의한 캐노피

경관이 조성되었으며, 수목 하부에는 철쭉과 맥문동을 활용하

여 단순하게 마무리되었다. 비상차량동선은 소방차 및 이사차

량 통행을 고려하여 지하고가 높은 낙엽교목이 경계석에 면하

여열식되었으며, 하부에는회양목을 0.3m폭으로열식하여경

계를분명히한녹지면경계처리가많았다. 어린이놀이터주변

은 녹지가 넓어 지하고가 높은 낙엽교목이 녹지폭에 따라 1열

∼3열 군식되었다. 주민운동시설은 경계석에 면하여 지하고가

높은낙엽교목이 1~3열식재되었으며, 주변 녹지의폭이좁은

경우는 교호식재가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사철나무 및 서양측

백을 활용한 생울타리가 조성되었다. 하부식재는 주로 회양목

과맥문동이식재되었다. 소규모휴게공간은수고가높은대왕

참나무와 꽃이 피는 배롱나무가 식재되었으며, 하부에는 회양

목이 식재되었다. 수경시설 주변은 다간형의 배롱나무와 블루

엔젤이열식되었으며, 하부는맥문동및롤잔디로단일하게처

리되었다(그림 2).

정형식재에 사용되는 교목은 수간이 곧으며 동일한 수형으

로 농장에서 재배되는 대왕참나무, 느티나무, 왕벚나무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규격은 근원직경 기준으로 15~20cm가주를

이루고있었다. 다간형인배롱나무, 팽나무등이사용되기도하

였다. 식재간격은 수목의 규격 및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

으나, 대체로 근원직경이 15cm인 수목은 3.5~4.0m 간격으로

식재되었으며, 근원직경이 20cm인 수목은 4.0~4.5m 간격으로

식재되었다. 하부식재는 회양목과 철쭉이 주로 식재되었으며,

공간의 위요가 필요한 구간에는 사철나무, 서양측백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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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totype� of� planting� design� (promenade) b.� Apply� to� the� study� site� (emergency� vehicle)

c.� Prototype� of� planting� design� (sports� facilities) d.� Apply� to� the� study� site� (rest� facilities)

그림 1. 그늘 조성을 위한 식재설계 기법(박상욱, 2020 재구성)

표 1. 사례연구 대상지 현황

위치 준공일자 대지면적(㎡) 건폐율(%) 녹지율(%) 세대수 주동배치형태

경기도�파주시�묵동동 2018년� 7월 146,902 13.7 46.1 2,998 L� type

서울시�강동구�고덕동 2019년� 9월 � 63,047 20.0 36.0 1,395 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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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울타리가조성되었다. 정형식재에의해교목하부는일조조건

이양호하지못하므로주로맥문동이식재되었다. 녹지면은 마

운딩을 최소화하고, 플랫한 녹지면으로 조성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으며, 뿌리분이상대적으로큰소나무는단지외곽자연

지반녹지에 주로 식재되었다.

3. 미기상 모델을 활용한 공동주택 식재설계

도시 열환경 평가를 위해 미기후 요소들(온도, 습도, 풍속,

태양및지구복사에너지)의변화를통한열쾌적성개선에대해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미기상

모델에 의한 시뮬레이션 기법이 거의 모든 연구에서 이루어지

고있다. 이러한미기상모델은시간과공간의제약이없고, 계

획 단계에서 前․後 비교 및 예측이 가능하고, 다양한 시나리

오를 선정해 분석할 수 있고, 현장 측정방법의 한계점인미측

정지역및지점의자료를예측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송봉

근, 2014). 박준호(2018)는 시공 중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조

경설계기법을통한쾌적성개선에대하여검증하기위하여미

기상 모델(ENVI-MET)을 활용하였다. 최가윤(2019)은 미기

상 모델(ENVI-MET)을 통해 6가지 계획안의 온도 및 바람,

열쾌적성 수준을 시각적으로 비교하고,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

로 통계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각 계획안별 열쾌적성 수준의 통

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현철지(2018)는 연구 대상지의 미

기후를측정하고, 인간열환경지수를산출한후그지역의미기

상모델(ENVI-MET) 미기후요소들과인간열환경지수(PET)

를 시간대 별로비교검증을하였으며, 보정단계를 거쳐쾌적한

열환경 조성을 위한 조경계획 및 설계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최재국(2014)은 토지피복 및 건축물과 도시 열환경의 관계를

토대로하여주택지의열환경개선방법으로 3차원열환경미기

상 모델(ThermoRender)을 이용하여 열환경 개선효과를 정량

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미기후에 대한 분석은 실측과 시뮬레이션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되는데, 실측에 의한 방법은 비용․시간․장비의 운용 측

면에서 어려움이 많아 영상자료나 미기상 모델 등을 병행하는

것이최근연구의추세이다. 본연구의경우, 연구대상지의건물

에의한그늘형성구간, 수관폭을고려한수종선정, 태양의위

치를고려한식재위치선정을위하여미기상모델 ENVI-MET

을 활용하여 열환경을 분석하였다.

Ⅲ. 설계의 내용과 범위

연구 대상지는 정형식재가 용이한 평지형 단지이면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L자형(판상형+탑상형) 배치의 공동주택

중에서 인허가 및 분양단계 배치계획에서 직선적인 공간배치

를이루고있는대상지를선정하였다(표 2, 그림 3). 공간적범

위는 공동주택 외부공간 중에서 공동주택 조성시 법령(주택건

a.� 휴게공간 b.�비상차량동선 c.�산책로

d.�어린이놀이터 e.�수경시설 f.� 주민운동시설

그림 2. 주요공간 정형식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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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규정하고있는내용에포함되는녹

지, 휴게공간,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영유아놀이터, 비상

차량동선과 입주민의 이용이 많은 보행로를 대상 공간으로 한

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상지의열환경분석을위하여 ENVI-MET에의한시뮬레

이션을 활용하였다. 예측지역은 대상지를 포함한 400m×400m

로 선정하여 격자의 크기를 2m로 구성하였고, 주변지역의 공

동주택단지, 학교, 사업계획지역의토지이용계획도, 건물배치계

획을 바탕으로 하여 토지피복현황을 적용하였으며, 연구 대상

지의건축물의경우배치계획안에따라계획층고및높이를적

용하였다. 모델입력 자료는 서울기상청의 10년간(2000∼2009)

자료와미기상측정자료및 AWS(Automatic Weather Station,

자동기상관측장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대표적 기상과 풍향

별 기상조건을 가정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미기후 실측자

료 활용시풍향 및풍속은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풍향, 평균풍

속을입력자료로사용하였으며, 기온과습도의경우평균값을

적용하였다(표 3).

Ⅳ. 결과 및 고찰

1. 대상지의 열환경 분석

열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온도 분석결과 대상지

동쪽과남쪽구간의온도가북쪽과서쪽에비해높게분석되었

표 2. 연구 대상지 현황

위치 준공일자 대지면적(㎡) 건폐율(%) 녹지율(%) 세대수 주동배치형태

경기도�하남시�감일동 2020년� 10월 44,521 12.6 44.1 932 L� type

a.�위치도 b.�현황사진

그림 3. 연구 대상지 위치도 및 현황사진

표 3. 시뮬레이션 분석 조건 설정(CF 파일)

Section Value

Start� simulation� at� day August� 15,� 2019

Total� simulation� time� in� hours 19� hours

Save� model� state� each�min 60�min

Wind� speed� in� 10m� ab.� ground 2.33m/s

Wind� direction 45°

Roughness� length� z0� at� reference� point 1.5m

Initial� temperature� atmosphere 306.00K

Specific� humidity� in� 2,500m 7g/kg

Relative� humidity� in� 2m 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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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주동에 의해 그늘이 형성되는 주동 후면부의 온도가 주

동전면부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분석되었다. 자연지반인 단

지 경계부보다는 인공지반인 단지 내부공간의 온도가 상대적

으로높게분석되었는데, 이는 조경공사 전토지피복상태에기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내부공간 중에서 어린이놀이터-1

과 텃밭 공간은 오전 10시, 오후 2시 모두 온도가 높게 분석되

었으며, 주동 전면부에위치한비상차량동선및보행로도오전

10시, 오후 2시 모두 온도가 높게 분석되었다(그림 4).

2. 식재설계

사례조사와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 대상지 식재

설계를진행하였다. 주동 주변녹지중에서주동전면부녹지는

폭이 좁고, 필로티 진입로, 에어매트 설치지역, 우배수관로 등

지장물이 많은 구간이며,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와 채광을 동

시에고려해야하는녹지로단일수종에의한열식이어려운녹

지이다. 특히 식재된 수목은 주동 전면부로 그늘을 만들게 되

고, 식재를통해보행자에게그늘을제공하기어려운구간이다.

꽃, 열매 등이 관상가치가있는유실수와 중교목 등다양한 수

목을 경계석에 면하여 단식, 교호식재 하였다. 주동 후면부 녹

지는전면부에비하여상대적으로녹지폭이넓으나, 주동 출입

구, 부동수전, 자전거보관대, 우배수관로 및 집수정 등 지장물

이 많은 구간이며, 대부분이 영구음지인 구간이다. 영구음지에

서 생육이 가능한 노각나무, 산딸나무, 이팝나무, 주목, 청단풍

을 단식, 교호식재 하였으며, 경계석에 면하여 회양목은 50cm

폭으로, 철쭉은 1.0m 폭으로 열식하고, 맥문동을 식재하였다.

주동 및 비상차량동선에 의해 위요된 중정공간은 다양한 이용

공간과 보행로가 형성되는 구간으로 경계석에 면하여 수간이

직간인 대왕참나무, 왕벚나무를 군식하였으며, 수간이 다간형

인감나무, 배롱나무, 산수유, 대팻집나무를열식, 대식, 교호식

재 하여 경관적으로는 Vista 경관을 형성하면서 기능적으로는

보행자 및 이용자에게 연속적인 그늘을 제공하도록 식재하였

다. 공간의 위요가 필요한 구간에는 가이즈까향나무, 사철나무

를 열식하여 수벽 및 생울타리를 계획하였다. 비상차량동선은

중심생활가로로서 가로의 연속성과 보행시 연속적인 그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계석에 면하여 왕벚나무 2열 식재를 계획

하였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변은 주로 띠녹지가 형

성되는 구간으로 녹지폭이 좁은 구간은 산딸나무를 교호식재

하였으며, 녹지폭인 넓은 구간은 대왕참나무를 군식하여 공간

내부로 수목에 의한 그늘이 최대한 조성되도록 계획하였다(그

림 5).

3. 공간별 계획

1) Grand Plaza
왕벚나무 가로수를 기준으로 Big Tree Garden과 서로 마주

a.� 오전� 10시 b.�오후� 2시

그림 4. 열환경 분석도(식재설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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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있는커뮤니티공간으로, 조경 평면계획에맞추어서식재

계획은 직선형태의 열식을 사용하였으며, 넓게 개방된 잔디광

장을 중심으로 열식된 수목과 조형가벽에 의해 분할된 공간에

는 잔디광장, 보행로, 수경시설, 티하우스, 텃밭, 주민운동시설

등 매우 다양한 시설이 계획되었다. 잔디광장 주변녹지 및 보

행로에열식된교목은서어나무(다간형), 산수유, 블루엔젤, 배

롱나무(다간형), 감나무, 대왕참나무, 산딸나무이다.

잔디광장 좌․우측으로는 H10.0m 이상의 수형이 우수한 대

팻집나무를 열식하고, 산수유, 단풍나무 등의 중층교목과 다양

한 대관목류와 지피초화류가 어우러지는 다층구조 식재를 계

획하였다. 그리고 공간을 구분하는 조형가벽 전면에는 높이가

동일한 블루엔젤을 경관 거점에 식재하고, 하부에는 무늬억새

를 군식 처리하여 계절에 따라 잎 색이 갈변하는 선형의 경관

을계획하였다. 보행로는잔디마당의연장선상에위치하며, 다

각형의 녹지에 회양목을 밀도 있게 군식 처리하고, 그 위에 배

롱나무를 열식하여 가을에 배롱나무 꽃잎이 회양목 위에 떨어

진경관연출을계획하였다. 인접녹지와주민운동시설과는차

폐를 위하여 블루엔젤을 열식하여 수벽을 계획하였다. 녹지폭

이 상대적으로 좁은 인조암폭포와 티하우스 주변에는 단풍나

무를 교호식재하고, 왕버들을 단식하였으며, 나머지 녹지공간

에는 억새그린라이트를 식재하여 거친 느낌을 살리면서 계절

의변화와바람에잘순응하는공간으로식재계획하였다. 경로

당주변텃밭은사철나무, 노랑말채나무등으로영역을구분하

였으며, 감나무,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유실수 정원으로 계획하

였다(그림 6).

2) Big Tree Garden
연구 대상지는 6개의 주동이 직선적인 배치를 하고 있다.

Big Tree Garden은 왕벚나무 가로수를 중심으로 남서측에 위

치한 “ㄱ”자모양의편평한공간이다. Big Tree Garden은핀오

크가든, 아쿠아가든, 어린이놀이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간의

성격과 이용행태, 이용계층이 각기 다른 3개의 공간에 대왕참

나무를주제수목으로군식하여하나의공간으로인식될수있

도록 식재하였다. 주제 수목으로 사용되는 대왕참나무는 공간

별로 1개소씩 개방하여 개별공간이 답답하지 않도록 배려하였

다. 핀오크가든은편평한공간조건에스탠드를설치하여주변

보다 30cm 높게 조성하고, 인조잔디 포장과 라탄소재의 소파

와 테이블을 설치하고, 단풍나무를 단식하였다. 주변의 환기구

와천창을차폐하고, 핀오크가든의위요된공간을조성하기위

해서 블루엔젤 열식을 통한 수벽을 계획하였으며, 대왕참나무

와 밀도, 색채 등에서 강렬한 대비 효과를 의도하였다. 블루엔

젤전면에는지피식재로억새그린라이트를열식하였다. 아쿠아

가든은 선형의 공간 조건에 순응하는 수경시설을 중심에 배치

하고, 주변에파고라와조형가벽을계획하였다. 대왕참나무, 배

롱나무(다간형)가하나의축선상에있는좌우대칭구조의공

간으로 수경시설은 대왕참나무, 배롱나무, 블루엔젤과 주변의

a.� 오전� 10시 b.�오후� 2시

그림 5. 열환경 분석도(식재설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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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을 담아내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계획하였다. 수경

시설과 맞닿는 녹지에는 잔디와 맥문동을 식재하였다. 수경시

설의 끝에는 블루엔젤 3주를 식재하여 Focus 경관을 이룰 수

있도록계획하였다. 어린이놀이터는핀오크가든과이웃하고있

으며, 같은 주제 수목을 이용하여 동일한 느낌의 공간으로 디

자인 하였다. 주변으로는 대왕참나무를 군식하여 충분히 위요

된 공간을 계획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창의적인 놀이 활동

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하였다(그림 7).

4. 시공

1) Grand Plaza
보행로 주변 배롱나무는 수관폭이 넓은 다간형의 수목을 패

치된 녹지에 열식으로 설계되었으나, 반입된 수목의 수관폭이

좁아 패치된 공간에 2주씩 모아서 열식하였다. 공간의 구분을

위한 블루엔젤(H3.0)은 동일한 수형의 수급이 용이하지 않아

가이즈까향나무(H3.5)로 변경하여시공하였다. 경로당및텃밭

주변의 사과나무는 수형이 양호한 감나무로 대체하였으며, 초

기효과를 고려하여 칠엽수는 대왕참나무로 변경하여 식재하였

다. Grand Plaza의주수종인서어나무는수형이유사하면서 5

월에흰꽃이개화하고, 10월에붉은색열매가열리는대팻집나

무로 변경하여 식재하였다. 조형가벽 전면에 식재되는 5∼7m

높이의 선향은 수급이 용이하지 않아 수형이 유사한 블루엔젤

(H4.0)로 대체 식재하였다(그림 8).

2) Big Tree Garden
수경시설 주변 배롱나무는 반입된 수목의 수관폭이 좁아 설

계된 수량에 추가하여 1.6m 간격으로 열식하였으며, 대왕참나

무와 사철나무 사이의 수직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리수나무(H3.0)를 1.4m 간격으로 식재하였다. 휴게

공간 주변에 공간의 구분을 위해 가이즈까향나무(H3.5)를 열

식하였다. Big Tree Garden은수목에의한캐노피공간조성을

위하여대왕참나무(R20)를 4.0m 간격으로군식하였으며, 조형

가벽 전면에 식재되는 5∼7m 높이의 선향 3주의 수급이 용이

하지 않아 수형이 유사한 블루엔젤(H3.0~4.0)로 대체 식재하

였다(그림 9).

Ⅴ. 결론

본 연구는 주동배치와 비상차량동선의 선형을 반영한 정형

적인 외부공간 디자인에 부합하는 정형적인 식재설계를 통한

식재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공동주택의 주동

그림 6. Grand plaza 식재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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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Big tree garden 식재설계도

a.� 보행로�주변�배롱나무�열식 b.�텃밭�주변�감나무�열식

c.�보행로�주변�산수유,�대팻집나무�열식 d.�보행로�주변�왕벚나무�열식

그림 8. Grand plaza 정형식재 시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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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는 경제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해 L자형(판

상형+탑상형) 주동형태의반복적배치가주를이루고있다. 이

러한 배치는외부공간에일정한 형태의 질서를부여하게 되며,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직선형태의 동선계획이 이루어

지게된다. 주동배치와 동선에의해구획되어진외부공간은조

경디자이너의경험과직관에따라유기적인형태의공간이되

기도 하고, 주동 배치 선형을 반영한 정형적인 형태의 공간이

되기도한다. 유기적인 형태와정형적인형태의공간디자인에

적합한 식재패턴이 다를 수 있으나, 최근 대부분 공동주택의

식재경향은 건설사의 브랜드 가치 상승 및 고객 만족을 위해

대형목과차별화된수목소재의식재와수목의밀도를높여혼

식, 밀식된식재경관을조성하고있다. 주동배치와비상차량동

선에 의한 배치 선형을 반영한 외부 조경공간 디자인이 설계

및 시공에서 나타나고는 있으나, 설계단계에서는 성의없는 설

계로 간주되기도 하며, 시공단계에서는 수형이 양호한 수목을

대량 수급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공사 관계자의 개인적인 선호

도에 의하여 많은 부분이 설계변경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주택 외부 조경공간에 정형식재 기법을 적용하였을때

경관적으로는 단순하면서도 정돈된 형태의 조경공간 조성이

가능하며, 보행로와 조경공간에 위요감 및 깊이감을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경관은수직적인높이에서조망이가능한공동

주택의 특성을 감안할 때 그 효과가 높다고 판단된다. 기능적

으로는 보행로와 주요 조경공간에 최대한 넓은 면적의 그늘을

연속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형식재의 효과를

높이기위해서는첫째, 수고가 일정하고수관폭이넓은우수한

품질의 수목을 활용하여야 하며, 열식구간의 스카이라인은 동

일한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정형식재 하부는 편평한

녹지면 조성과 상록관목 및 지피초화류와 롤잔디를 활용하여

단순한정리가필요하며, 편평한 녹지면조성을위해대형목의

상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특히 뿌리분이 크고 경사분이 많

은 소나무와 대형목은 주동 주변이나 단지 외곽의 자연지반에

식재하여야 한다. 셋째, 보행자에게 연속적인 그늘을 제공하고

세대에서 조망시에 풍성한 수목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서 전지

작업후에 식재되는 수목의 정확한 수관폭을 설계단계 때부터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지하매설물과 지상에 설치되는 시설로

인해 간섭사항이 비교적 많은 주동 주변 녹지는 비정형식재를

통해 교목 및 관목의 밀도를 높여줌으로써 정형식재와 대비되

는 경관연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a.� 수경시설�주변�대왕참나무와�배롱나무�열식 b.�휴게공간�주변�가이즈까향나무�열식

c.�어린이놀이시설�주변�대왕참나무�열식 d.�산책로�주변�대왕참나무와�왕벚나무�열식

그림 9. Big tree garden 정형식재 시공사진



박상욱 : 공동주택 외부 조경공간의 경관 개선을 위한 정형 식재설계

� �한국정원디자인학회지 제6권 제2호(2020년 8월)� � 125

주동배치와 비상차량동선에 의한 배치 선형을 반영한 정형

적인 외부공간 디자인과 이에 적합한 정형적인 식재디자인을

통해 경관성을 개선하고, 부가적으로 보행자에게 연속적인 그

늘을 제공함으로써 열쾌적성 개선이라는 기능적인 요구의 해

결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

고있으나, 열환경 개선측면에서정형식재와비정형식재의열

환경 개선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

구에서제시한정형식재및사용되는수목의규격및식재간격

은 유사한 형태의 공동주택 외부공간의 조경디자인 및 식재설

계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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